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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글로벌 문화 꿈나무

친한 외국인 네트워크

우리는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이라는 비전

아래, 공공외교 자산을 활용하여 외국 대중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의 신뢰와 호감을 얻고,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외교

매력
한국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지의 문화 및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전세계 166개

재외공관을 공공외교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맞춤형 공공외교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 국가로서의 매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격외교’,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매력을

확산하기 위한 ‘감성외교’,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의 국제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공공외교에 활용하는 ‘민간외교’를 수행합니다.

전세계와 소통하고 공감하며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국격에 걸맞은 공공외교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Cultural
diplomacy
대한민국의 ‘힘’은

이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공감’,
문화외교에서 시작됩니다.

공공문화외교국 변천사

문화 · 예술, 원조, 지식, 언어,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소프트파워 기제를

활용하여 외국 대중(Foreign Public)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사고,
감동을 주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갑니다.

1961

1999

1961. 10 ~ 1963. 12

1999. 5.24 ~ 2013. 3

외무부 정보국

1963

외무부 정보문화국
1963. 12 ~ 1991. 1.5
공보문화과
문화교류과
홍보문화과
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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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5 ~ 199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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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협력과
1994. 4 ~ 199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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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문화협력국
1998. 2 ~ 1999. 5
문화협력과
외교사료과
홍보과

1998. 3 ~ 1999. 5
1998. 3 ~ 1999. 5
1998. 3 ~ 1999. 5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
문화예술사업과
문화교류협력과

2008. 3 ~ 2011. 3
2008. 3 ~ 2013. 3

2013

외교부 문화외교국
2013. 3 ~ 2018.3

문화교류협력과
2013. 3 ~ 2018. 3
공공외교총괄과
2013. 3 ~ 2018. 3
다자문화관광협력과 2016. 9 ~ 2018. 3

2018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2018. 3 ~ 현재
문화교류협력과
공공외교총괄과
유네스코과
정책공공외교과
지역공공외교과

2018. 3 ~ 현재
2018. 3 ~ 현재
2018. 3 ~ 현재
2018. 3 ~ 현재
2018. 3 ~ 현재

국격
외교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다
우리 문화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가로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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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아세안
문화혁신포럼

특별 부대행사로 열린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성장동력인 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창작·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한 확산·교육에 관한 노하우와 비전을 아세안과 공유하는 정상급
국제행사로 분야별 민관 관계자와 우리 시민 등 약 6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외교부는 2019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해 25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ASEAN-ROK Culture Innovation Summit)’을 개최했습니다.

환영사

문재인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한-아세안이 만나면

아세안의 문화는 곧 세계문화가 될 수 있다. 아세안의
문화가 더 많이 알려질수록 세계인의 삶은 더 풍요롭고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문화협력이 체계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문화혁신포럼 정례 개최,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 한-아세안 영화협력 촉진기구

설립,「예술과 함께 하는 미래(Growing with
Art)」캠페인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축사

아웅산 수찌 미얀마 국가고문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문화산업은 전 세계 경제에 크게 기여하며, 특히
아세안 지역은 문화 산업 소비자의 중요한 축으로써
역할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얀마 합작영화 제작, K-POP에 영향을

받은 ‘Project K’ 등의 사례처럼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해 나가면 공동 번영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3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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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질 것”이라며 한-아세안 간 문화협력을

문화혁신포럼 제1분과회의에는 K-POP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고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 방시혁, 세계적인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넷플릭스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 리드 헤이스팅스(Reed Hastings)가, 제2분과회의에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를 출범시킨 SK텔레콤 대표 박정호,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미니언스’의 감독 피에르 코팽(Pierre Coffin), 아시아 시장의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
iME 대표 브라이언 차우(Brian Chow)가 주요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한국 문화산업 기업의 성공사례와 글로벌 기업의 노하우, 아세안 국가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결합해 상생번영을 모색함으로써 이번 포럼이 ‘문화로 상생하는
한-아세안, 인적·문화적 교류 증진을 통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나가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방시혁

글로벌 아이돌 BTS의 제작자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표
방시혁 대표는 제1분과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습
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아티스트로 발돋움한 방탄
소년단(BTS)의 제작자인 방 대표는 BTS의 영상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방 대표는 아세안의 성장동력으로서 ‘문
화 콘텐츠의 비전’에 대한 연설을 펼쳤습니다.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이지만, 기
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콘텐츠를 통해야만 기술의 존재
를 인지하고 경탄할 수 있다”며 콘텐츠의 힘을 강조했

습니다. 방 대표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이
므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시대 아세
안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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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의 창립자이자 CEO
두 번째 발제는 넷플릭스의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맡았습니다. 헤이스팅스
CEO는 “넷플릭스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서

비스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다. 현재까지 아시아 지역

에서만 180개가 넘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했고, 한
국 등 아시아 지역에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을 이어가겠
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의 방송사(JTBC)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깜짝
발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관객의 마음을 끄는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통해 국가간
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합동공연

세션 간에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캠페인 곡인
‘아세안송(Side by Side)’의 합동공연이 진행됐습니다.

B1A4의 산들, 라붐, 킬라그램 한국 아티스트는 물론 아세안
10개국 아티스트가 모두 참여해 화제를 모은 곡입니다.

산들과 인도네시아 가수 Cinta Laura Kiehl, 미얀마 가수

Wyne Lay는 아세안 10개국 의상을 입은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우호와 화합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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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피에르 코팽

박정호 SK텔레콤 CEO는 미디어 산업에서 기술보다

피에르 코팽 감독은 인도네시아 작가인 어머니의 영향

아세안의 경제 성장 잠재력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K텔레콤 CEO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주체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있지만, 아세안의 spirit은 아직 충분한 가치를
조명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류를 넘어서는 ‘아시아

무브먼트’를 만들기 위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를 함께 제작하는 ‘아시아 콘텐츠 스튜디오’
설립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미니언스’의 감독
을 받은 자신의 유년시절을 소개하며, 문화예술교육

특히, 미국에서의 예술교과목 교육에 대한 소회를

언급하며, 학교, 주정부, 국가가 아이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 문화외교 | Charmi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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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차우

엔터테인먼트 기업 iME
CEO
브라이언 차우 CEO는 iME사가 K-POP 공연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시스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을 중점으로 한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확장시키고 싶다는 계획을
밝히며, 3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을 하루 앞둔 11월 24일 저녁,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주최로 네트워킹 리셉션이 개최됐습니다. 이 리셉션에는
림 족 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임성남
주아세안대표부 대사, 김형석 작곡가 및 아세안 국가 대표단, 문화산업 관련 기업인,
주한외교단 등 2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리셉션 환영사에서 강경화 장관은 문화가 한국과 아세안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산업이 양 지역의 성장과
공동번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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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ption

2019
양자문화외교
문화협정은 국가간 문화관계 전반에 대한 교류와 협력의 증진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양국간 문화협정이 체결·발효된 이후
문화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문화교류시행계획서(Cultural Exchange

Programme)를 체결하여 향후 문화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이에 기반하여 양국간 문화교류를 시행합니다.

문화협정 체결

여타 교류 약정의 준거가 되는 포괄적 협정으로, 2019년

23

하며, 교육약정, 청소년교류약정, 문화교류시행계획서 등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문화와 인문 분야에서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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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분야 전반에 있어서 양국간 교류협력에 관해 규정
12월 현재 106개국과 문화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에 관한 협정(2019. 4.17)

• 한-쿠웨이트 문화협정 개정(2019. 5.1)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

문화협정에 근거해 세부적인 문화·교육 등 분야에서의
세부적인 교류계획을 명시한 계획서입니다.

• 2019~2022 한–포르투갈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2019. 10.11)

문화공동위 및 문화국장회의 개최

국가별로 체결, 발효된 문화협정상의 규정에 근거하거나,

양국 간 별도 합의를 통해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문화공동위 또는 문화국장회의를 개최
하고 있습니다.

• 한-이스라엘 문화국장회의(2019. 3.7,이스라엘 예루살렘)

• 제4차 한-포르투갈 문화공동위(2019. 10.11, 포르투갈 리스본)
• 제2차 한-슬로바키아 문화공동위(2019. 10.29, 대한민국 서울)

동남아
도서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6개국 17개 출판사가 참여해 다양한 현지
도서 전시와 문화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동남아 도서전에 참여한 동남아 17개 출판사는 국내

주요 출판 저작권 중개업체인 에릭양 에이전시와
공동으로 국내에서 해당 언어를 전공하는 우리

학생과 국내 거주 중인 동남아 국적자를 위해
도서 1,390여권을 유관 대학 도서관, 안산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다문화작은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 기증했습니다.

기념해 2019년 9월 18일부터 22일 간 서울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에서
‘동남아 도서전’이 개최됐습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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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엉(한국) 및 Zulie(인도네시아) 작가 공동작업

: 그림으로 읽고 문학으로 잇다’가 9월 18일
별마당도서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일러스트 에세이 작가가 공동작업을 시연하는 한편
한국, 태국, 베트남 작가 간 북토크가 진행됐습니다.

19일에는 국내와 동남아 출판업계간 워크숍, 비즈니스
매칭 행사를 통해 해당 분야 교류 강화를 비롯한 공동

번영, 상호 시장에의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동남아 도서전을 통해, 상대국 문화 콘텐츠를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민들이 동남아 국가들을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2019 문화외교 | Charmi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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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전 개최를 기념해 특별 문화행사 ‘화담 畵談

문화소통포럼
(CCF) 2019

문화소통포럼에는 빌보드 K-POP 칼럼니스트 제프
벤자민(미국), 이탈리아 최고문학상 반카렐라상

수상 작가 오가와 이토(일본), 국제문제를 탐구하는
저널리스트 겸 정부정책연구소장 브론웬 매독스(영국),
로테르담 영화제 타이거상 수상 감독 일리야

흐르자놉스키(러시아) 등 문화소통 분야 강국의 주요
인사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최측은 이들에게 한국 문화의 정수를 체험하고 초청

국가의 문화도 알릴 수 있도록 국내외 여론주도층 및

외교부는 ‘전략적 문화교류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

콘텐츠 크리에이터간 교류의 장을 제공했으며, 참석

인사들은 언론, 영화, 도서, SNS 등 활동 분야에서의

연구원(CICI),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과 공동으로 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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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7월 2일까지 ‘문화소통포럼(CCF) 2019’를 개최했습니다.

가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인도를 방문하여 허왕후 기념 공원 공동 조성 사업 착공식 및
인도 전통 빛 축제인 디왈리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2018
프랑코포니
축제

2018 한국 내 프랑코포니 축제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과천, 파주 등 7개 도시에서

펼쳐졌습니다. 영화, 문학, 경제, 교육, 식문화, 토론, 스포츠,
음악, 연극과 같은 프로그램의 다채로움으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프랑코포니 축제를 열 수 있었습니다. 40곳의 각기 다른
장소에서 진행된 행사들 내용속에서 28개의 나라가 보여졌고
10,322명이 다양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
1.
2.
3.
4.
5.

7편의 영화를 통해 프랑스어권 7개국(프랑스, 부르키나파소, 스위스, 코
트디부아르, 캐나다, 벨기에, 튀니지)을 소개했습니다.

극단 프랑코포니의 <아홉 소녀들> : 극단 프랑코포니가 상드린 로셔 원

작의 연극 <아홉 소녀들>을 공연했습니다. 연극은 한국어로 공연되었
으며 프랑스어 자막이 제공됐습니다.

<마르스 앙 폴리> 뮤직 투어 : <마르스 앙 폴리>는 스위스 가수 파니 드
폴, 프랑스어를 하는 한국 가수 스텔라 장, 프랑스 그룹 키즈로 구성되
어 한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5회의 투어 콘서트를 공연했습니다.

꽁빠니 데 트롤스의 그림으로 보는 꽁트 :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리샤르
페티시녀와 코미디언 올리비에 수피오가 함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순
회하여 그림과 연기로 구성된 독창적인 꽁트를 공연했습니다.

프랑코포니 요리축제 : 대전알리앙스프랑세즈가 주관한 프랑코포니 요
리축제가 개최되어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전통 요리 시식과 문화를 경
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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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코포니 영화제 :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프랑코포니 영화제는

허왕후 공원 착공식 참석

디왈리 축제 점등식 참석

2018
한일공감
콘서트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해

2018년 12월 12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한·일
공감콘서트 ‘문화를 입다’」를 개최하여 한국과 일본 양국이

문화와 예술을 통한 교류와 공감을 확대하고 상호 우의와
이해를 높였습니다.
1부 북콘서트

소설 <종이달>의 작가 가쿠다 미쓰요(角田光代)와 소설 <츠바키 문구점>의 작가
오가와 이토(小川糸)가 들려주는 일상과 행복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일본 이야기를

허왕후는 인도 아요디아의 공주로 2000년

디왈리 축제는 힌두교 최대 축제이자 인도의

가야국으로 건너왔다고 전해지며 인도와

행사입니다. 이번 점등식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2부 음악공연

온 연꽃으로 연꽃 연등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강화했습니다.

전 김수로왕과 결혼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아
한국의 역사적 유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통합니다. 한국과 인도는 두 나라의 오랜
유대관계를 되새기기 위해 아요디아 내에

허왕후 기념공원을 공동으로 조상키로
결정하고 함께 공원을 설계했습니다.

가장 큰 명절로 점등식은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발전과 우정을 기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준비해

관객과 함께하며 양국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재일한국인 음악인 양방언, 일본의 기타 듀오인 데파페페(Depapepe)와 한국의 어

쿠스틱 듀오인 랄라스윗(Lalasweet)이 합동 공연을 펼치며 양국의 우의와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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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인도
문화협력

국가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이들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증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할 뿐아니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국내 및 국외
홍보합니다.

•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국가의 대표 뮤지션 8팀 등
참여

일시 2017. 11.24 ~ 11.30
장소 JCC

2017

한국-이란
문화교류의 해

관람객 2,723명 관람 및 참여

이란영화제

2017년 한국-이란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하여 이란 영화의
전통과 현재를 만날 수 있는 이란영화제가 2017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개최됐습니다.
<이란의 아름다운 수공예>전

2017년도 한국-이란 문화 교류의 해를 맞아 201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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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외교부

23일부터 26일까지 KF갤러리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이란의 아름다운 수공예>전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전시되는 수공예품은 이란 문화재청에서 엄선한 대표 현대

작가들의 작품 100여점으로 이 중 일부는 10월 23일 한-이란
수교기념일에 테헤란에서 열린 수교 55주년 기념행사에서

2016

투르크권
문화예술축제

먼저 전시됐습니다.

국립 공연단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50여 명의 각국 대표

예술단이 방한하여 음악, 무용, 사진, 영화, 의상 등 우리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투르크권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 투르크어권 5개국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일시 2016. 11.8 ~ 11.13
장소 서울, 광주, 김해

주최 외교부

관람객 약 9,500명 관람 및 참여

2015 쿠바

문화예술축제
▶

누에보 쿠바 재즈콘서트

일시

2015. 6.26 ~ 27

주최

외교부

장소
후원
▶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한국국제교류재단, (사)한쿠바교류협회

쿠바 현대영화제

일시

2015. 6.27 ~ 7.5

주최

외교부, 한국영상자료원

장소
후원

관람객

한국영상자료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사)한쿠바교류협회
8,995명

2014 코카서스
문화축제
일시
장소

참가국
주최
후원

관람객

2013 쿠바

2014. 7.4 ~ 7.6

서울 광진구 악스코리아 홀(AX Korea Hall),
경상북도 청송군,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지아 , 아르메니아
외교부

한국수자원공사(K Water)

장소

참가국
주최
후원

관람객

2013. 8.2 ~ 8.9

서울(용산아트홀, 한국외국어대), 평창,
대구, 안동, 순천
쿠바

외교부, 국제교류재단

(사)한-쿠바교류협회, 페르노리카 코리아
13,354명

2012 중남미

문화축제
일시
장소

참가국
주최
후원

관람객

일시
장소

참가국
주최
후원
관람객

2012. 5.26 ~ 6.3

서울(청계천 한빛광장, 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경기(남이섬), 경주(봉황대뮤직스퀘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자메이카, 페루
외교부, 국제교류재단

주한중남미대사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9,373명

9.4(서울), 9.8(대구)/ 9.9(부산)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대구 시민회관 그랜드 콘서트홀,
부산 문화회관 중극장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외교부

주한체코대사관, 주한슬로바키아대사관,
주한헝가리대사관, 주한폴란드대사관,
대구광역시, 부산문화외관
3,454명

포르투갈어권
영화제
일시

2014. 5.1 ~ 5.7

주최

외교부

장소
주관
후원

11,346명

문화예술축제
일시

비세그라드
음악축제

서울아트시네마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주한포르투갈대사관, 주한브라질대사관,
주한앙골라대사관, 주한동티모르대사관

아시아·아프리카
공연예술주간
일시
장소

참가국
주최
후원
관람객

2013. 8.3 ~ 8.9

서울(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순천
아프가니스탄, 케냐, 우간다

외교부, 서울특별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
(주)파라다이스그룹
1,000명

아드리아
예술축제
일시
장소

참가국

2012. 12.2 ~ 12.5

서울(세종문화회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주최

외교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람객

1,379명

후원

슬로베니아 문화부, 크로아티아 문화부

33

노르딕
문화예술축제

노르딕 국가들의 수준높은 문화를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노르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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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재외공관
문화재
전시사업

2019년 12월 6일 주러시아대사관에서 재외공관

문화재 전시사업의 첫 번째 행사가 열렸습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발굴한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인 12세기

고려청자를 러시아문화 관련 관계자, 전문가를 초청한
자리에서 전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고려청자는 러시아와 영국에서 소박하고 정갈한

모양새와 단정한 색감으로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재외공관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전시해 우리 문화의 고유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국격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러시아대사관 문화재 전시

주러시아대사관 문화재전시 리셉션

주영국대사관 문화재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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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최초로 진품 문화재를 전시하여 더욱 뜻깊었습니다.

주요외교계기
국가이미지제고
전시사업
외교관계수립, 우호교류의 해, 상호방문의 해 등 양자관계에서 특별한

올해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를 맞아 주아세안대표부
및 주인도네시아대사관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주일본대사관

및 주중국대사관을 중점사업공관으로 선정하여 특별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주일본대사관

국격외교 | 국가이미지 문화외교

주중국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37

주아세안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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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갖는 외교계기를 맞아 특별 전시 개최를 지원합니다.

재외공관
전시장화사업
전세계의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 등의 외빈접견공간에 외교부

소장 미술품과 정부 미술은행 미술품을 전시하여 국가브랜드 제고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규격 회화 위주의 기존 임차미술품 전시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수한

39
국립현대미술관 아트뱅크(Art Bank)
미술품 임차지원

2008

문화재청과의 협조, 전통공예품

지원 시작. 다양하고 예술성 있는

작품 해외 공관에 다수 전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총 104개 공관에 임차미술품 982점, 외교부 소장

미술품 4,000여 점 전시 지원. 재외공관을 찾는 해외
방문객들에게 그림, 도자기 등 우리나라의 우수
예술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0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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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 재외공관 미술 전시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27개 공관(1,302점)

전시 공관 수

4,485점
104개 공관

41

Europe

총 전시미술품

Asia

31개 공관(1,631점)

America

15개 공관(1,148점)

Africa
Middle East
21개 공관(804점)

지역

공관 수

총 전시미술품(점)

임차작품(점)

미주

15

1,148

136

아주

구주

아중동
합계

31

27

21

104

1,631

1,302

804

4,485

317

275

225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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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전시장화 사업은
공관을 방문하는 주재국 및 우리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우수한 한국 작가 작품을 소개하며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합니다.

한스타일
공간연출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확대

우리나라의 문화감성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연출로 해외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및 친밀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산업 육성

우리나라 이미지를 직‧간접적으로 전시해 다양한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은 전통소재를 활용한 공예품, 전통등, 소가구

등으로 한국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한국 및 현지 국민들은 자국 전통이 주는 편안함과 상대국 전통이 주는

대상국가

2018

말레이시아, 태국

2019
2017
2016
2015

영국, 독일

가나, 콜롬비아, 제네바, 폴란드, 중국, 시드니, 사우디아라비아,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몽골, 프랑스, 모로코, 싱가포르
오만, 광저우

*출처 : 전라북도청

주모로코대사관 소응접실

주프랑스대사관 민원실

주가나대사관 로비

주콜롬비아대사관 소강당

주영국대사관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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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움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연도

해외 주요
박물관 · 미술관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확대 사업

외교부는 그동안 해외 주요 박물관‧미술관 등에 한국어 음성 안내가

지원되지 않아 불편을 겪은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한국어 오디오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오스트리아

44

스페인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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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터키

터키

중국

교황청

이탈리아

미국

체코

체코

이탈리아

러시아

러시아

콜롬비아

이탈리아, 콜로세움

벨기에

라트비아

스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기관명

비엔나 벨베데레 미술관

바르셀로나 사그라다파밀리아 성당

보르게제 미술관

콜로세움

왕립미술관

레이나소피아 미술관

이스탄불 톱카프궁 박물관

이즈밀 에페스 유적지

진시황병마용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

밀라노 대성당

내셔널아트 갤러리

프라하 성

비투스 성당

우피치 미술관

트레티야코프 미술관

푸쉬킨 미술관

황금 박물관

르네마그리트 박물관

국립 미술관

진행현황

설치완료

설치완료

설치완료

설치완료

설치완료

설치완료

설치완료

설치완료

설치 진행 중

설치 진행 중

설치 진행 중

설치 진행 중

설치 진행 중

설치 진행 중

설치 진행 중

설치 진행 중

설치 진행 중

설치 진행 중

설치 진행 중

설치 진행 중

45

중국, 진시황병마용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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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감성
외교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공감한다
우리 문화를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세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공감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증대합니다.

스포츠문화외교
48
50

제74차 UN총회 계기
대통령-IOC위원장 간 면담
태권도 및 기타 스포츠 대회

콘텐츠 문화외교
58
62
64

K-POP 월드 페스티벌
영상 문화외교
톡톡코리아 2019

제74차 UN총회 계기
대통령-IOC위원장 간 면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23일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토마스

바흐(Thomas Bach)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의 증진을 위한 IOC와의 실질협력, 2020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 진출 및

49
문 대통령은 평창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바흐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향후

2020도쿄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진출 등 스포츠를 통한 남북
화합과 협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도쿄올림픽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올림픽이 되기를

희망하며, 2018년 평창을 시작으로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이 한중일 3개국
간 우호와 협력을 통한 번영과 동북아 평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32 하계올림픽 남북공동유치에 대한 바흐 위원장의
관심과 지원의사에 사의를 표명하고, 2032 하계올림픽

남북공동유치 및 개최를 위한 한국과 IOC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접견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평화의 올림픽 정신 실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올림픽을 통한 남북 체육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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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유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태권도
문화외교

2019 대한민국 대사배 태권도대회 세계결선(2019
Korean Ambassador‘s Cup Taekwondo World

Championship)이 11월 13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렸습니다.

스포츠 공공외교의 대표 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대회는
재외공관이 개최한 공관장배 태권도대회에서 우승한

141명이 남녀 체급별 겨루기와 품새 등 부문에서

공관장배 태권도 대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행사를 열어, 전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태권도
교육, 태권도 전공 국내 대학생들과의 교류,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공연 관람 등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한국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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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 스포츠 한류를 확산시킴으로써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웅을 겨뤘습니다.

2019 태권도 문화외교 사업

재외공관에서는 각 국의 태권도협회 등과 협조하여 대사배 및 총영사배 태권도대회를
열어 태권도 보급과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밴쿠버

밀라노

아르헨티나

2019년 11월 6일 두바이경찰대학에서 주두바이총영사관

2019년 5월 25일, 밴쿠버 Langley 이벤트 센터에서 주밴쿠

주밀라노대한민국총영사관은 2019년 5월 24일 밀라노 ‘가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아르헨티나 태권도연맹과 공동으로

한-UAE 태권도 교류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대회에는 2천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가하여, 태권도뿐 만 아

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

대사배 태권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아르헨티

학교측의 적극적인 태권도 활동 지원 및 보급과 관심 증대를
이끌어 냈습니다.

니라 한복, 서예, 한식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에 아울렌티’ 광장에서 열린 2019 태권도와 함께하는 한국

서는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소개

하여 동 지역 내 한국에 대한 저변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2019년 7월 20일부터 21일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제5회
나 스포츠 전문 채널 ‘TyC Sports’를 통해 아르헨티나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체코

샌프란시스코

우즈베키스탄

우간다

2019년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체코 프라하 SK슬라비아 체

2019년 9월 29일,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주최하고 캘

2019년 10월 3일부터 4일간, 주우즈베키스탄 대사관과 우

주우간다대사관 주최로 2019년 9월 21일부터 22일간 제7회

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제품과 태

사배 태권도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에는 선수 370명 등 총

18회 대한민국 대사배 주니어 태권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태권도에 대한 열정으로 뭉친 200여명의 선수들이 갈고 닦

육관에서 2019년 대사배 태권도대회가 열린 433명의 선수
권도 훈련 용품을 부상으로 증정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한
국에 대한 우호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리포니아주 태권도 재단이 후원하는 제2회 대한민국 총영
1,000여명이 참석하여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

을 높이고 한국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즈베키스탄 태권도협회, 한인태권도후원회가 공동으로 제

타슈켄트 태권도 전용 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는 500
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뜨거운 태권도의 열기를 보여주었습
니다. 대사배 대회가 18회째 열린 우즈베키스탄은 국립대학

에 태권도학과가 개설되는 등 대표적인 태권도 애호 국가입
니다.

대사배 태권도 대회가 캄팔라 MTN 아레나에서 열렸습니다.

은 태권도 실력을 겨루는 장면은 10개 주요 언론을 통해 우간
다 전역에 방송됐습니다.

53

는 두바이 경찰대학 학장에게 국기원 명예 단증을 전수하여

버 총영사배 태권도대회가 열렸습니다. 제3회를 맞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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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두바이경찰청, 국기원, UAE태권도 연합의 주최로 열린

Asia 아시아-태평양

95

2018
2017

2016

2015

뭄바이, 동티모르, 미얀마, 청뚜, 캄보디아, 후쿠오카, 파키스탄, 요코하마,
시엠립, 우한, 고베,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 상하이, 스리랑카, 센다이,
나고야, 네팔, 방글라데시, 부탄, 싱가포르, 몽골, 라오스

23

9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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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88

77
57

6년간

495

86

22
공관

America 미주
개 사업

Europe 유럽

베네수엘라, 트리니다드토바고, 코스타리카, 브라질, 시애틀, 보스턴, 밴쿠버,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상파울루, 휴스턴, 온두라스, 몬트리올, 우루과이,
파나마, 페루, 에콰도르, 시카고,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샌프란시스코

스페인, 핀란드, 불가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밀라노, 타지키스탄,
이르쿠츠크,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영국,
아제르바이잔, 라스팔마스,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라트비아, 노르웨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카자흐스탄, 헝가리

95
공관

24
공관

26
공관

Africa/Middle East 아프리카·중동

탄자니아, 세네갈, 적도기니, 피지, 앙골라, 우간다, 르완다, 코트디부아르, 가나,
모잠비크, 콩고, 가봉, 수단, 카타르, 오만, 이란, 바레인, 이스라엘, 튀니지, 레바논,
이집트, 팔레스타인, 알제리, 모로코,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55

2019

6년간 총 495개 태권도문화외교사업을 추진하며
전 세계 태권도를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2019 문화외교 | Charming Korea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하던
대사배태권도대회를 2014년부터 ‘스포츠공공외교협력사업’
으로 정례화해 스포츠 외교역량을 강화해왔습니다.

캐나다
임진하키
재연행사

주삿포로
한국총영사배
파크골프 대회

2018년에 처음 개최된 이래 이번에 두번째로 주삿포로 대한

민국총영사배 파크골프 대회가 2019년 8월 8일 삿포로 PGJ
클럽에서 130명 넘는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파크골프는 1983년 홋카이도에서 처음 시작된 스포츠로
한국에도 많은 동호인이 있습니다.

2019년 10월 26일 토요일 TD플레이스에서 주캐나다

한국대사관, 캐나다 육군 및 연아 마틴 상원의원실 공동

주최로 제7회 임진 아이스하키 재연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임진강에서 실제로 하키를 한
클로드 샬랑(Charland) 참전용사와 웨인 에어(Eyre) 캐나다

57

대사배
바둑대회

세계바둑을 이끌어가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을 홍보하고

양국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바둑대회를 도미니카,
호주 등에서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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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사령관 등 400여명의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K-POP
월드 페스티벌
2011년부터 시작된 ‘K-POP 월드 페스티벌’은 외교부가 문체부, KBS와

함께 주최하고 있는 지구촌 최대의 한류 축제입니다. 2019년 75개국, 99개
공관의 K-POP 월드 페스티벌 지역 예선이 개최됐으며, 5개 지역 예선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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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해 KBS 2TV 및 KBS WORLD 채널을 통해 100여개국에 방영됐습니다.

31

2019 K-POP 월드 페스티벌
지역 예선 개최
74개국 99개 공관

K-POP 월드 페스티벌은 2019년 74개국 99개 공관에서 예선전이
펼쳐졌고, 그간 참가 공관이 꾸준히 늘어온만큼 높아진 K-POP에
대한 사랑과 한국의 위상을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K-POP 월드 페스티벌 예선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공관(개)

43

70

84

80

85

90

국가(개)

58

61

67

65

70

2019
74

75

99

대상

2018

대상

최우수상

최우수상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태국
미국

우수상

|

싱가포르
마다가스카르

솔로 퍼포먼스

남성 그룹 퍼포먼스
보컬 퍼포먼스

여성 그룹 퍼포먼스

방글라데시
태국
우크라이나
캐나다

우정상

|

마다가스카르

관객상 남아프리카 공화국

2017

대상

인도네시아

2016

대상

미국

| 퍼포먼스 부문
나이지리아

| 보컬부문
이탈리아

2015

대상

나이지리아

| 퍼포먼스 부문
말레이시아

| 보컬 부문
멕시코

2014

대상

아일랜드

| 퍼포먼스 부문
핀란드

| 보컬 부문
일본

2013

퍼포먼스 부문 우즈베키스탄 | 보컬 부문 미국

| 퍼포먼스 부문
인도

| 보컬부문
싱가포르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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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월드 페스티벌 역대 수상국가

영상
문화외교

한국드라마
해외 보급

외교부는 2006년부터

아프리카, 중남미, CIS
지역 등 민간 진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드라마 보급추진하고

재외공관 주최의 한국영화제 또는 현지 국제영화제 계기 한국영화특별상영

행사를 지원하고, 양국간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한국드라마 해외방영을

한국콘텐츠진흥원과의

협업 하에 한국드라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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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있습니다.

있으며,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공관 한국영화제 지원

2019
2018

영화진흥위원회

56개국 66건

영화진흥위원회

57개국 57건

한국국제교류재단(KF)

한국국제교류재단(KF)

49개국 54건

49개국 49건

2017
2016

영화진흥위원회

63개국 64건

영화진흥위원회

52개국 55건

한국국제교류재단(KF)

한국국제교류재단(KF)

43개국 43건

52개국 54건

톡톡코리아 2019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국에 대해 소개하는 톡톡코리아는 외교부와 해외문화

홍보원이 주최하는 공모전입니다. 전세계 참가자들이 사진, 동영상, 웹툰,
캘리그라피, 엽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을 출품하고, 수상작은 방송 및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직접 한국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의 ‘코리아 러버스(KOREA LOVERS)'를

슬로건 아래 7개 주제별로 나눠 진행된 콘텐츠 공모전에 167개국 총 32,519 작품이 접수됐고 응모작

중 184건의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응모국가는 작년보다 더욱 다양해졌고, 특히 유럽과 북미권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응모자들은 콘텐츠를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접수해
한류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해외 1인 방송
운영자들의 참여도 유도했습니다.

‘한국을 말하다’ 분야 1등 및 특별상은 “한국에 가지 마세요”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한국을 경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세계인들에게 전하는 영상 ‘The thing to tell you(몰타)’가 받았습니다. ‘한반도 평화’

분야 1등은 이산가족 상봉의 모습을 ‘평화’라는 단어로 구성한 일러스트 ‘One family(프랑스)’, 한국어
말하기 분야 1등은 ‘독일인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독일)’가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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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다양한 매체에서 소개되어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민간
외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간외교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 시행으로
민간의 강화된 국제 역량을 적극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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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외국인 네트워크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2019

청년들을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진로 모색과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현장실습원들은 아시아-태평양, 유럽, 미주, 아프리카 및 중동 등 전세계의 30개
재외공관에서 6개월 동안 공공외교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지역별 파견국가 현황
아시아

10개국

말레이시아, 아세안, 오사카, 상하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일본, 호주

미주

8개국

유럽

10개국

러시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제네바, 우즈베키스탄, 네덜란드,
이스탄불, 스웨덴, 영국

멕시코, 페루, 미국, 시카고,
캐나다, 트리니드토바고,
브라질, 칠레

아프리카 및
중동

2개국

에티오피아, 튀니지

주멕시코대사관
현장실습원

· IBERA 대학 강연(한국의 역사, 멕시코와의 관계) 참석
· 멕시코 교육포럼 세미나

· 과달라하라대학 외교학과 학생 대상 한국소개 및 양국관계 세미나
· 메리다시 한글의 날 기념행사

· 프리다칼로 박물관 오디오가이드 사업
· 쿠바 K-POP World Festival

· 문화박물관 한국실 확장 사업, 유학박람회

주스웨덴대사관
현장실습원

주일본대사관
현장실습원

· 쿠바 ARTCOR 10월 한국문화행사
· 수교 60주년 기념행사

· 한식 요리 교실(3.21 행사)

· K-POP월드페스티벌 스웨덴 예선대회
· 제주해녀전시, 한국문화축제 행사
· 스톡홀름 근교투어

· 일본취업 설명회 ‘일취월장’
· SNS서포터즈 발대식

· 중학교, 대사관 방문 프로그램

· K-POP 콘테스트 일본 전국대회
· 대학생 신 조선통신사

주칠레대사관
현장실습원

· 소방청 음악대 70주년 콘서트
· 2019 내가 사랑한 K-POP 스타

· APEC 기념 한국전통문화 워크샵 및 공연
· 2019 K-POP 월드페스티벌 칠레예선
· 2019 한국주간문화 가야금 공연

· APEC 개최 기념 한-칠레 클래식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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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총 765명이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공모에 참여했고, 30명의 현장실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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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2018

2017

몽골대사관

· 몽골 친구들과 사물놀이 배우기

· 제2회 한반도통일기원 노래 부르기 대회

· ASEM 정상회의 개최 기념 한국의 날 행사, 전시
· 철원소년소녀합창단 공연

· 한국주간 한·몽 태권도 한마당 시범 공연

· 한국주간 한·몽 K-Food 페스티벌 / 비보이 공연 /
김창완 밴드 공연

· 한국주간 한·몽 유라시아 국제 바둑대회

· 울란바타르 국제영화제 한국 영화의 날 개최
· 해피투게더 공연 주최 (K-POP 콘서트)

베트남대사관

· 한-베 음식문화 축제(2016. 11.11 ~ 13) 진행

벨라루스대사관

· K-Friends 공공외교를 말하다

· 전통문화축제 자원봉사(2016. 8.13)

· Beautiful Friends Concert 지원(2016. 10.22)
· 2016 IT Friends 자원봉사(2016. 10.26)

· ‘한류도우미’ 프로젝트(2016. 11.14) 진행

· 2018 한중음식문화축제(5.25)

· K-POP WORLD FESTIVAL(2016. 7.17) 진행

· 2018 한국학 세미나(6.1)

· 제6회 한국어 영상 스토리텔링 및 K-POP경연대회(6.2)

크로아티아

· 2018 상반기 유한학자연의회(6.29)

· 2018 한중 대학생 문화체험단(7.11~7.15)

· 크로아티아에서 친구들과 한국을 느끼다

· 2018 다문화가정 만찬 초청 간담회(8.17)

주페루대사관
현장실습원

(2016. 11.28) 진행

· 2018 국경일 리셉션(9.13)
· 국제기구 리셉션(4.18)

· 한국학 세미나(Seminario de Estudios Coreanos)(6.7~8)

·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 페루 예선(Concurso de K-POP Perú 2018)(7.14)
· 2018 우리정부 초청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8.1)

· 한국영화주간(Ciclo de Cine Coreano 2018)(8.16~19)
· 태권도 행사(Copa Embajado 2018)(9.29)
· 국경일 행사(Díá Nacional)(10.1)

주르완다대사관
현장실습원

· 한국학 세미나(Seminario de Estudios Coreanos)(10.10)
· Korean Fantasy(5.9, 5.11)

· Visual Korea 분기별 영화상영회(6.1)

· 제1회 한국어 노래 부르기 대회(8.2, 8.1)
· 광복절 기념식(8.15)

· Visual Korea 분기별 영화상영회(9.7)
· 국경일 리셉션(10.3~7)

· 제2회 한국어 노래 부르기 대회(10.4)
· 2018 한국 영화제(10.5~10.6)
· 대사배 태권도 대회(10.7)
· GKS 설명회(10.8)

· 제5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10.9)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사업은 7년간 107개 공관 351명이
참여했고, 2019년에는 30개 공관 30명이 참여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글로벌 역량을 다지고 있습니다.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참여공관

32

34

51

80

56

34

참여인원

35

34

51

95

72

34

2019

30
30

71

주다롄출장소
현장실습원

시안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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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알리미 활동(2016. 11.21)

글로벌
문화꿈나무

2019

청년 예술가를 파견, 해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교류
프로젝트를 시행, 문화꿈나무를 양성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4개국에 우리예술가 및 청년 25명이 파견되어
진주교육대학교 ALL DANCE 동아리

함께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에 대

K-POP 댄스 수업을 통해, 장차 한국의 문화에 지속·반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그림책 전문가들과

한 이미지 고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시작했
습니다. 쫌통 학교 1학년 중 참가자를 선발하여 그림책

만들기, 친구 얼굴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루앙프라방 초등학교 아이들과 부채 그리기 활동도 했
습니다.


우리함께, ‘Shink-Ole’

미얀마 바간 제따원 학교 학생 및 교사, 현지주민에게
미술 창작 과정과 작품을 매개로 한국과 미얀마의 문
화를 교류하는 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색채 촉감 협동 그림 그리기, 탈 만들기, 패턴 만들기,

컬러헌팅, 점묘화 등 교육프로그램은 바간의 문화와

환경을 기반으로 한국 문화를 문양, 재료 등의 측면에
서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작됐기에 학생과 학
교측, 지역주민에게 문화교류활동을 자연스럽게 소개
할 수 있었습니다.


퓨전국악 앙상블 수

캄보디아 빈민촌 아이들을 위한 퓨전국악 공연 및 문
화교류를 위해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스핏틀러 초

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니장구를 활용한 리듬교
육 진행하고 씨엠립 펍스트리트에서 거리 음악공연했

습니다. 또 2017년 ‘캄보디아 아리랑’ 프로그램을 진행

했던 씨엠립 왓보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 후 기증하였
던 미니장구 점검 및 수리도 진행했습니다.

K-POP 경연대회와 자라나는 초등학생들과 함께한
복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하기위해 이번 프로젝트

를 기획했습니다. 루앙프라방 야시장 거리 공연을 하

고 K-POP 경연대회 및 K-POP 댄스 수업을 진행하며
언어의 장벽을몸의 대화로 허물어, 아이들과 더 가까
워지고 즐겁게 수업할 수 있었습니다.

티 없이 맑고 순수한 라오스의 초등학생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K-POP 수업을 진행하고 신나는 노래에

맞춰 같은 동작으로 춤을 춘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도 미래의 초등 교사를 꿈꾸는 저희에게는 벅차고 설
레는 경험이었습니다.


아요마인

일방적인 문화 교류에서 벗어나 서로의 문화를 배

우고, 즐겁게 놀고,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Let
‘us’play, <Ayo Main>”이라는 팀명으로 우리는 문화

외교의 차원에서 전통과 현대,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
이의 시공간적 차이를 좁히는 ‘공감대’로써 태권도를
꼽았습니다.

현지 Athirah Islamic School에서 태권도 기본동작 수

업 및 연극을 준비하고 운동회도 진행했습니다. 처음

에는 해당 문화권을 처음 겪어볼 뿐만 아니라 프로그
램을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기획해야했기 때문에 막막
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현지 학교의 학생들이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즐거워하고 만족해함을 보면서도
큰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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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2017

미온프로젝트

꿈달사

Ensemble秀

퍼포먼스그룹153

에 이어 2018년에도 ‘글로벌 문화꿈나무’ 사업의 지원

복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세상에

악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

체로 무용, 연극, 음악 등 모든 표현 예술 장르를 포함

민간외교 | 글로벌 문화꿈나무

을 받아 네팔에 음악 교육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예체능 교육이 없는 네팔의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음
악교육 제공을 목표로 2017년에는 네팔 학생들을 대

상으로 음악 교육을 실시했다면, 20118년에는 현지 음

악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네팔에서 지속적인 음악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밑거름
을 마련했습니다.

카마인디아

미술 전공자들로 구성된 카마인디아 팀은 인도 찬디
가르 지역으로 파견됐습니다. 해당 지역의 학생들에게
익숙한 생활 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색깔을 통한 미술

활동 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
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카마인디아팀이 제공한 미술 교

육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주관을 표현하는 방법을 학
습했습니다.

그림책 시시콜콜

그림책 시시콜콜 팀은 직접 그림책을 쓰고 그리고 만
드는 그림책 작가와 화가, 그림책 기획자, 편집 디자이
너 등 그림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예술가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라오스 씨엥쿠앙주 덕캄 초등학교로 파견되

어 학생들과 함께 수제 그림책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제작한 그림책을 전시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마을 잔치를 열기도 했습니다.

4명의 마술사로 구성된 꿈달사 팀은 “마술을 통해 행

없던 가치를 만드는 포부를 담아 우리가 어려서 가졌
던 행복한 꿈을 국내외의 어린이들에게 전합니다” 라

는 가치 아래 베트남 현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넌버벌 퍼포먼스 문화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거리

문화 예술 공연과 함께 진행한 3D 프린팅 강연으로 해

당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문화를 통해 행복과 기
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흥꿕

흥꿕팀은 기존의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형태를 뛰어

넘어 베트남 청소년들이 참여 주체가 되는 사업을 고
안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세계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K-POP 음악, 댄스, 영상을 활용하여, 함께 기획하고 제

캄보디아에서 한국의 전통음악 및 퓨전국악 공연과 음

지도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드 높입니다.

퍼포먼스그룹153은 창의적인 문화예술 공연 창작 단
한 문화예술공연 기획/창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

다. 스리랑카 현지 청소년들에게 약 2주간 무용, 연극,
영상과 음악 등 우리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전해주고

예쁠비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음식인 쁠롭과 한국의 전통음식

인 비빔밥은 각 국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본디 뿌리

지속적인 공감대와 신뢰를 형성하는 등의 사업을 전개
합니다.

는 하나였지만 쁠롭과 비빔밥처럼 각각의 시간과 공간

GOMAD(고매드)

미래 가치임을 발견하고 증명하는 시간을 만듭니다.

GOMAD팀은 인도네시아의 예술가 커뮤니티와의 교

에 존재하는 우리가 예술을 통해 아이들이 각 나라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연극, 미술, 사진, 미디어 등)들
이 모여 만든 ‘예쁠비’는 예술의 가치를 통해 다양한 방
식의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한남대학교 예술문화학과 학생들의 동아리인
류를 통해 인도네시아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작하는 창작예술 활동 프로젝트 ‘흥민정음’을 기획하

였고, 양국 청소년간의 진정한 협력적 교류활동을 시
행했습니다.

글로벌 문화꿈나무 사업은 7년간 332명이 활동했고,
2019년 5개의 프로젝트 25명이 활동해 다양한 예술 활동
으로 세계인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프로젝트

3

5

7

7

9

5

참여인원

32

41

57

62

91

24

2019

25
5

75

74

음악을 전공자들로 구성된 미온프로젝트 팀은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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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외국인
네트워크

2019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과 관련있는 전 세계 현지 기관 및 친한 단체가
자발적으로 주관하는 한국문화 홍보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루마니아대사관 /
제4회 K-Lovers Festival

주루마니아대사관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일간 루마니아 부카

레스트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제4회
K-Lovers Festival을 개최했습니다. 서예, 사물놀이, 한복체험부
스, 부채춤 등 워크숍이 진행되어 한국과 루마니아간 쌍방향 공공
외교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77
주베트남대사관 /
제10회 베트남 대학연합
한글날 기념 축제

주베트남대사관은 2019년 10월 11일 하노
이국립외국어대에서 한글날을 기념하여 제

10회 대학연합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베트
남 중북부 13개 학교의 약 2,000여명의 한
국어과 및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동 축
제를 빛냈습니다.

주볼리비아대사관 /
볼리비아 정부기관 후원
K-POP 경연대회

주볼리비아대사관은 2019년 8월 25일 볼

리비아 외교부, 문화관광부 등의 후원 하에

K-POP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부
처 차관 등 주재국 주요 고위인사를 비롯하
여 커버댄스팀 65팀, K-POP 팬클럽회원 등
1,2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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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고야총영사관의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2018

2017

주네덜란드대사관
한류콘 2018

주브라질대사관
‘한국 대사관 방문의 날’ 행사 

벤에서 네덜란드 한류애호모임 ‘한류콘’이 주최하는

대사관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한국을 이해하고

주브라질대사관은 브라질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주네덜란드대사관은 2018년 10월 27일 아인트호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높은 호

<Hallyucon 2018>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네덜란드

응을 얻었습니다. 브라질 방문객들은 한국의 아름다

및 인근 나라들 국민 500여명이 한국 관광 워크숍, 불

운 자연을 담은 사진과 한국 홍보동영상 및 퀴즈경연,

교 연등 제작 체험, K-POP 파티 등에 참여했고, 다양

전통다과를 체험하면서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고

한 우리 문화를 접하며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는 기회가 됐습니다.

주나고야총영사관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페루대사관
주
아레키파 ‘KOREA WEEK’ 한국주간

나고야 축제의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를 지원

월 12일부터 16일까지 ‘웰컴투 동막골’, ‘나의 사랑 나

주나고야총영사관은 2018년 10월 20일 나고야에서

주페루대사관은 ‘KOREA WEEK’를 개최해 2017년 6

했습니다. 우리 동포 70여명이 조선통신사 행렬단으

의 신부’, ‘역린’, ‘도둑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등

로 참여했으며,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함으로써 한

총 5편의 영화를 상영해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일 우호의 상징인 조선통신사를 지역주민에게 알렸

6월 16일 San Pablo 대학의 요청으로 한국 경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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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발전과 한-페루 미래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16일 오후에 펼쳐진 K-POP 커버댄
스 경연대회에는 약 1,4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하는 등

주파나마대사관
2018 Korea Lovers’ Festival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주파나마대사관은 2018년 11월 24일 파나마시에서
Korea Lovers’ Festival’을 지원했습니다. 주재국 한류

주멕시코대사관
한국문화 주간 ‘한식 컨퍼런스’

한국 관련 퀴즈 대회, K-POP 경연대회, 한국 전통문화

코 국립대학인 우남대학교에서 ‘한식 컨퍼런스’를 개

현지 한류연합팬클럽(KFP)이 주관한 한류 행사 ‘2018
팬 및 파나마 방문 관광객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멕시코대사관 한국문화원은 2017년 5월 22일 멕시

체험 행사 등이 개최되어 파나마의 뜨거운 한류 열기

최했습니다. 우남대 학생, 교수 등 약 60여명이 참석했

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 ‘제육볶음’을 주제로 레시피와 유래, 한식의 특성

등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면서 한국문화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한 외국인 네트워크는 6년간 482건의 사업을 지원했고
2019년 85개 공관에서 93개 사업을 지원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한국의 문화를 세계인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

73

75

96

61

84

공관

72

75

93

52

72

2019

85
93

79

78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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